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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릇 결혼식이란 일생일 의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그만한 중

노동이 또 어디 있겠는가. 그래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넘쳐

남에도 불구하고 그 번잡함은 사람을 쉽사리 녹초로 만든다.

다른이가그럴진 당사자인신랑신부야오죽하겠는가. 정신

없이결혼식을마치고공항으로달려가면이제각양각색의신

혼부부들과어울려또다시패키지코스를거쳐야한다. 신혼부

부도 천양지차여서 세련된 도시남녀, 그야말로 천사표 부부,

아무 것도 모른 채 마냥 좋아하는 어린 부부는 물론이고 결혼

한지몇년이지나 뒤늦게신혼여행을단행한(?) 오래된부부

그리고여행사의착오로얼떨결에신혼여행팀에끼게된중년

부부까지있을정도이다. 어찌되었든이들모두는제주도행비

행기에 몸을 싣는다. 그런데 첫날밤이 지나고 새신랑 한 명이

눈알이빠진처참한시체로발견되고, 일행중한사람인형사

가사건을담당하게되면서모든신혼부부들이용의자선상에

오르게된다.

차세 상 시나리오 공모 당선작인 유제균의 시나리오로

부터 출발한 <신혼여행>은 <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>로 강

제규 감독과 백상예술 상 시나리오 상을 공동 수

상한 경력의 소유자인 나홍균 감독의 데뷔작. 강우석

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까닭인지 나홍균 감독은 굉장

히빠른속도로현장을진두지휘하 다.

8월 12일. 섭씨 30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

무더운 날씨 속에서 결혼식 장면을 시작으로 <신혼여

행>은 그 첫발을 내딛었다. 이날 촬 은 포스터와 예

고편촬 을겸한것이어서6쌍의신혼부부뿐만아니

라 여행사의 실수로 신혼여행단에 끼게 되는 중년부

부, 여행사가이드와호텔직원커플, 그리고신혼부부

들만을전문으로터는남자2인조좀도둑(?)까지9쌍

이모두웨딩드레스와턱시도를차려입었다. 신랑, 신

부 입장과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장면을 비롯하여 예

식장주변의분주한풍경들이카메라에담겼다.

9월 2일 남제주군 중문단지. 한달 뒤에 찾아간 <신

혼여행> 현장에는제법스산한밤바람이불고있었다.

이날 야간촬 은 신혼 첫날밤 홀로 해변에 나와 있던

김준호가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정체불명의 살인범 역은 스탭

가운데한사람이맡았다. 피주머니를단(스티로폴) 돌덩어리

로차승원의뒤통수를후려치는장면은여러차례의테스트를

거쳤음에도불구하고피가제 로뿜어져나오지않거나실수

로 귀부분을 때리는 등 쉽사리 진행되지 못해 차승원은 계속

맞는 수모를(?) 겪어야만 했다. 화상에서 이 부분은 비슷한

생김새와외양을한김준호와최편식이교차되는일종의트릭

이 사용되는 장면이기에, 두 사람의 의상을 비롯하여 자세와

손동작, 라이터의위치등세 한부분까지꼼꼼하게점검되었

다. ‘액션’사인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행여 그림자가 질까봐

몰려든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스탭들도 멀찌감치 물러서거나

납작하게몸을숙이느라바빴던이날촬 은밤2시가지나서

야마칠수있었다.

단꿈을 안고 출발한‘ ’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

의 악몽으로 바뀌는 < >은 9월까지 모든 촬 을 마치

고, 11월초면관객들을찾아올예정이다. 

취재홍지은기자� 사진성은경

단체‘ ’을 떠난 7쌍의 신혼부부들이 첫날밤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리

게 되면서 벌어지는 섬뜩한 6박 7일을 그릴 나홍균 감독의 데뷔작 < >.

정신없이 결혼식을 마친 김준호(차승원), 정은진(조은

숙) 커플은신혼여행지로출발하기위해공항에도착한

다. 곧이어 함께 신혼여행을 떠날 각양각색의 커플들이

속속들이합류한다. 첫날밤. 빡빡한일정도끝나고술에

취한김준호는방번호를잘못알고는주고은(정선경)의

방에 들어가게 된다. 남편의 외박에 화가 난 은진은 짐

을 꾸려 공항으로 향한다. 다음날 아침, 김준호는 양쪽

눈알이빠진처참한시체로발견된다. 단서는사건현장

에서 발견된 지포라이터 한 개 뿐. 일행 중에 끼어있던 강력계 형사 최편식(황인성)은

졸지에 사건을맡게된다. 심문과정에서하나둘사건당일의 정황이드러나고, 사건은잠정적인결론을내린채종결된다. 그

러나며칠후텔레비전을보던 편식은우연히단서를잡고범인의집을 급습, 엽기적인사건의전모를밝혀낸다.

신혼여행


